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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보이
감독프랭크코레이시
플롯이나캐릭터는다소 불분명해도되나 관객

의허를찌르는개그가서너개있을것! 이것은

<웨딩싱어> 이후프랭크코레이시와아담새들

러가 빠르게 다시 만난 <워터보이>를 만들면서

가진 원칙임이 틀림없으며, 그러한 가정이 가

능한것은물론아담새들러가(보기와는달리)

거느리는컬트팬들이적지않다는것이다. 

��BOXoffice��

벅스 라이프
감독존래쓰터
드림웍스의 <개미>가 리하다면, 디즈니의 <벅스 라이프>는 아이

들이 좋아할 만큼 친근하다. <개미>가 컴퓨터 이펙트에서 강세를

나타낸다면, <벅스라이프>는칼라디테일에강하다. <개미>의목소

리연기진들이하나의앙상블(우디알렌, 샤론스톤, 실베스터스텔

론)을 이룬다면, <벅스 라이프>는 케빈 스페이시 하나뿐이다. 그런

데 이 순간 정말 궁금한 것, 디즈니와 드림 웍스의 전투가 어쩌다

개미동산에서벌어졌을까?

에네미 오브 스테이트
감독토니스코트
변호사딘에게죄가있다면아내의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란제리샵에 간 것밖에 없다. 하지

만 문제는 친구 다니얼이 그의 쇼핑백 안에 집

어넣은 디스켓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음모에

사로잡힌다. 토니 스코트-윌 스미스-제리 브룩

하이머의조화로운트라이앵 구도하에서만

들어진 <에네미 오브 스테이트>는‘윈터 블록

버스터’라는 원래의 취지에는 좀 어긋나긴 했

지만그런 로성공을거두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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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c

Armageddon

Saving Private Ryan

There’’s Something About Mary

As Good As It Gets

Dr. Dolittle

Deep Impact

Good Will Hunting

Godzilla

Rush Hour

gross to date

600,787,052  40

201,470,728

190,373,184

171,317,177

147,637,474

143,932,336

140,459,099

138,339,411

136,023,813

131,219,124

weeks in release

40 wks 3 days

20 wks. 5 days

15 wks. 3 days

18 wks. 5 days

25 wks. 6 days

21 wks. 3 days

19 wks. 3 days

33 wks. 3 days

16 wks. 6 days

9 wks. 3 days

98년박스오피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면 섬머 블럭버스터가 약세인 동시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

다>부터 <굿윌헌팅>에이르는 나머지 화들이 박스오피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성룡의‘활극 코미디’<러시아 워>의진입이다. 

11월30일의 박스오피스에는 두편의 애니메이션인 <벅스 라이프>, <러그랫>부터 틴에이저 호러무비 <나는 네가 지

난여름에 한일을 여전히 알고 있다>까지, 제리 브룩하이머-토니 스코트의 서스펜스 액션극 <에네미 오브 스테이트

>부터 아담 새들러의 스탠드업 코미디 <워터보이>까지 다양한 장르의 화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추수감

사절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장르는 어린이용 화인 셈이다.

1997년크리스마스시즌부터누적된기록이며굵은 씨는현재미국에서개봉중인 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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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g’’s Life

The Rugrats Movie

Enemy of the State

The Waterboy

Babe: Pig in the City

Meet Joe Black

I Still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Home Flies

Elizabeth

Ringmaster

Buena Vista

Paramount

Buena Vista

Buena Vista

Universal

Universal

Sony

Warner Bros

Gramercy

Artisan

46,111,456

57,851,991

49,311,692

122,210,105

8,200,515

35,769,895

33,501,244

5,313,518

6,958,276

5,002,893

나는네가지난여름에한일을여전히알고있다
감독 니캐논
살인마의 위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줄리아의 일년 후는? 일년만에 돌아온 <나

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여전히 알고 있다>는 시나리오 작가인‘타고난 호

러 화광’케빈 윌리엄슨을 놓친 탓에서인지 전편만큼‘여전히’성공을 거두고

있지는못하다. ‘90년 의<나이트메어>’라는 예는아무래도<스크림> 시리즈

에돌아갈것같다.

조블랙의 사랑
감독마틴브레스트
저승사자조‘블랙’은지상업무중한여자

에게 반한다. 그리고는 얼떨결에 교통사고

로 죽은 남자의 몸을 빌려 그녀 앞에 나타

난다. 그런데 그는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

지이자 미디어 재벌인 패리스를 데려가는

업무를수행하는게지연되고있다. 프레드

릭 마치의 34년 화 <죽음은 휴일에 온다

>를 아주 헐 하게(그것도 3시간으로 늘여

서까지!) 리메이크한 것 같은 <조 블랙의

사랑>이 그래도 큰 실패를 안본 이유는 순

전‘맨인블랙’브래드피트덕분. 

유아
감독 이고 코알리프, 노튼 버

지니아
갑자기(아니면 언제나) 디즈니랜드가 지겨

운 관객들에게 <유아>가 아주 적당한 탈출

구이다. 동명의TV 애니메이션을 화화한

<유아>는 심술궂기가 <비비스와 버트헤드>

와�심슨 가족�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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